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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

터널 및 지중매설물 시공에 따른 지반함몰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지반공학적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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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ccurrences, causes, and mitigation of the recent ground subsidence and 

underground cavity generation events in Korea. Two main causes of ground subsidence are (1) the soil erosion by seepage 

during tunneling and earth excavation and (2) the damage of underground pipes. The main cause of the soil erosion during 

tunneling was the uncontrolled groundwater flow. Especially, when excavating soft grounds using a tunnel boring machine 

(TBM), the ground near TBM operation halt points were found to be the most vulnerable to failure. The damage of 

underground pipes was mainly caused by poor construction, material deterioration, and differential settlement in soft soils. 

The ground subsidence during tunneling and earth excavation can be managed by monitoring the outflow of groundwater 

and eroded soils in construction sites. It is expected that the ground subsidence by the underground pipe damage can be 

managed or mitigated by life cycle analysis and maintenance of the buried pipes, and by controlling the earth pressure 

distribution or increasing the bearing capacity at the upper ground of the buried pipes. 

Keywords: Ground subsidence, Tunneling, Excavation, Underground pipes, Seepage

초 록: 최근 국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반함몰 현상의 원인, 현황, 대책에 대하여 지반공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국내 발생된 지반함몰은 대부분 터널 굴착 공사와 지중매설관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역과 석촌 지하차도 지반함몰 

사례와 같이, 굴착 공사 중 지반함몰은 지하수와 토사의 과다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적층과 같은 연약지반에서의 

기계식 굴착 시, TBM 굴착이 멈춘 지점에서 지반함몰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발생된 지중매설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함몰 사고를 종합하였을 때, 시공 시의 부주의, 노후화, 연약지반에서의 관의 부등침하 등이 지반함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터널 굴착 공사에 의한 지반함몰은 공사 시 발생되는 지하수, 토사의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지중매설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함몰은 지중매설관의 생애주기 분석 및 유지관리 혹은 관 상부의 토압 분산 및 토압 지지력 증대를 통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지반 함몰, 터널링, 굴착, 지중매설관, 지하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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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oad cavity occurrence in Seoul (unit: ea)

Proportion 

(%)
Total 2010 2011 2012 2013 2014.1-7

Total 100 3,119 435 573 689 854 568

Sewer damage 84.5 2,636 409 413 611 754 449

Water supply 

damage
1.7 52 5 11 13 8 15

Excavation, etc. 13.8 431 21 149 65 92 104

Note: Data were obtained from Seoul Seokchon-dong Cavity Cause Investigation Committee (2014).

1. 서 론

지반함몰은 암석의 구조적 결속력이 약해지거나 

지중 공동이 붕괴되어 지반이 가라앉는 현상이다. 지

반함몰은 그 원인에 따라 자연발생적 지반함몰과 인

공적 지반함몰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석회암 지

역이 강원도 일부에만 분포하고 있어서, 그 외 지역에

서는 자연발생적 지반함몰이 일어날 확률이 적고 지

질학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반함몰은 대부분 인공적 지반함몰이라고 볼 수 있

다. 인공적 지반함몰은 보통 상하수도, 전력구, 통신구 

등의 지중매설관의 노후, 접합 불량으로 인한 누수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터널 굴착 및 지하구조물 시공시 

잘못된 공법의 선택 또는 관리 부실로 인한 지하수의 

유입으로 지중 공동이 발생되어 일어난다(Park et al., 

2014). 대규모의 공사에서 지나친 지하수의 이용은 

지하수위를 낮춰 지반함몰을 유발하기도 하고, 지하

수위가 높은 곳에서의 많은 양수는 수두차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을 유도하여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의 

지반을 내려앉게 만든다. 또한, 원래 함수비가 적었던 

지역에 물이 유입되면, 지반의 유효응력이 감소하여 

지반이 무너지기도 한다. 

이 중, 도심지에서 발생되는 지반함몰의 대부분은 

지하수 이용량 증가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와 노후, 

불량 하수관으로의 지하수 유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은 1994년부터 2010년

까지 연평균 5.1% 증가하였고, 2010년 말 기준 총 

시설 수 1994년 63만여 개소, 이용량 25.7억m
3
/년에서 

2010년에는 2배가 넘는 시설 수 138만여 개소, 이용량 

38.1억m
3
/년으로 조사되었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2). 또한, 서울시

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 하수관 총 연장 

10,392 km 중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이 73%로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된 하수관은 48.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도로함몰의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며, 인접 

굴착공사에 의한 발생이 그 뒤를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심지 지반함몰의 사례들 

중 터널 굴착 및 지하시설물 시공 관련 지반함몰 사례

와 지중매설관 관련 지반함몰 사례를 지반공학적인 

관점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터널 굴착 및 지하시

설물 시공 시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용산역 지반함몰과 

석촌 지하차도 지반함몰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터널 굴착 시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알아보았고, 

터널 지하수 관리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굴착이 지하수와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

과 수치모델링을 통하여 지하수 유출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지중매설관의 관

종에 따른 특성을 조사하였고, 관이 손상되는 매커니

즘을 알아보았다. 또한, 경화, 압축성, 경량화를 통한 

관 주변의 토압 감소, 관 주변에서의 지지력 증대, 

부식 방지를 이용한 관의 노후화 및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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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mechanism of Yongsan station ground failure (redrawn after SBS news, 2015)

2. 터널 굴착 관련 지반함몰 사례 분석

2.1 용산역 지반함몰 발생 

2015년 2월 20일, 용산역 앞 공사현장 옆에서 약 

3 m 깊이의 지반함몰이 발생했다(Fig. 1). 현장 지반은 

두터운 점토층과 얇은 모래 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었

으며, 용산역 앞 공사현장에서는 CIP (Cast-in-Place) 

흙막이 공법과 SGR (Space Grouting Rocket) 차수 

공법이 이용되었다. CIP공법은 보링기로 지반을 굴착

하여 천공한 뒤, 그 안에 철근 망이나 조골재로 채우고 

몰탈을 주입하는 공법이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3). CIP공법은 차수성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높은 곳의 경우 

차수 공법과 함께 쓰이게 되는데, 본 공사의 경우 

SGR 차수 공법을 이용하였다. 지하굴착공사 중 불완

전한 차수벽 설치로 인해 지하수와 모래의 유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부 점토층 함몰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Jang, 2015).

2.2 석촌 지하차도 지반함몰 발생 

2014년 8월 4일, 석촌호수 인근 지하철 9호선 실드

TBM 터널공사 주변에 7개의 지반함몰이 발견되었다. 

이 때, 터널 상부에는 모래, 자갈 그리고 풍화암의 

충적층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특히, 연약한 

충적층에서 실드TBM공법을 적용하여 굴착을 할 때, 

설계 굴착량보다 더 많은 굴착량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 지반에 함몰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Fig. 

2). 석촌 지하차도 내 지하철 공사가 시행된 구간에서

만 지반함몰이 발견되었으며(Fig. 3), 시행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지반함몰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지중 

공동 내부 콘크리트 블록 주변으로 15 cm 정도의 

채움재 층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지만, 채움재가 지중 

공동까지 과다하게 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 공

동 내의 벽체와 지하차도 바닥 콘크리트가 최근에 

무너졌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지중 공동 내에서 방수

포가 발견됨에 따라 지하차도 공사 이후에 생긴 지중 

공동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지하차도로 인하

여 지상에서의 수직 지반보강이 곤란하여 수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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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between the amount of planned and real excavation (Seoul Seokchon-dong Cavity Cause Investigation 

Committee, 2014)

Fig. 3. Locations of TBM operation break and cavity occurrence (Seoul Seokchon-dong Cavity Cause Investigation Committee, 

2014)

지반보강을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eoul Seokchon-dong Cavity Cause Investigation Committee, 

2014). 이와 같이, 충적층과 같은 연약한 지반에서의 

굴착이 이루어질 때, 실제 굴진량과 발생되는 토사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두 

수치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적절한 지반보강과 함께 

굴착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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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oad cavity occurrence in Seoul (unit: ea)

Material and type of pipe Corrosiveness Strength Etc.

Rigid pipe

Concrete pipe

• Corrosion caused by hydrogen 

sulfide in the sewage is very 

serious

• Anticorrosion method and 

watertightness method is 

necessary

• Weak for the salinity

• Weak strength

• Lifespan is about 10-20 years

• Construct ability and 

economics are remarkable

Resinification 

concrete pipe
• Corrosion resistance pipe • Used in large external pressure

• Caution for connecting the 

joint

• Need to check economic 

efficiency

Ductile cast 

iron pipe

• Liner is treated. But, once 

corrosion starts, it is critical
• Good pressure resisting quality

• Have great watertightness and 

can deal with salinity well

Flexible pipe

Corrugated 

steel pipe

• It is mainly used as a water 

supply pipe due to weakness 

of corrosion

• Weak for the earth pressure 

and poor subsoil

• Watertightness between joint 

and connection is important

PVC pipe

• Resistant to corrosion caused 

by sewage

• Easy to deform 

• Caution for compaction and 

backfill

• Suitable for small radius pipe

PE system pipe
• PE coating to prevent 

corrosion
• A lot of deformation • Light

Note: The table was modified after Lee (2007).

3. 상하수도 관련 지반함몰 사례 분석 
및 원인 

Table 1은 서울시에서 보고한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의 지반함몰 사례 3,119건을 조사한 결과

이다. 2010년 435건, 2011년 573건, 2012년 689건, 

2013년 854건 그리고 2014년 상반기에만 568건의 

지반함몰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사고 중 약 85%가 하수관로 

손상에 의한 누수로 발생된 지반함몰인 것으로 보고

된 바와 같이, 지중매설관의 손상이 지반함몰 발생빈

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중매설관의 손상은 지반함몰 발생을 일으

키기 때문에, 관종에 따른 특성을 파악한 뒤 사용 

목적과 설치 위치에 적합한 관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관의 경우, 원주방향으로 

가장 많이 파손이 일어난다. 또한, 두께가 얇은 소구경 

관이 부식에 약하기 때문에 대구경관에 비해 파손율

이 크다. 상수도관은 주철관, 석면시멘트관, 강관 등이 

주로 사용되고, 하수도관은 콘크리트관(흄관, VR관, 

PC관 등)이 주로 사용된다(Lee, 2007). 재질의 따른 

관의 특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4는 지중매설관의 상부와 하부에 손상이 생길 

경우, 지반함몰이 발생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지중매설관의 상부에 손상이 생기면 지중의 우

수 또는 지하수가 토사와 함께 관 내로 흘러 들어오면

서 토사유실이 발생된다. 지속된 토사유실로 인해 발

생된 지중 공동이 상부로 확장되어, 상부지반의 자중

을 버티지 못하고 가라앉는 현상이 지중매설관의 상

부 손상에 의한 지반함몰이다(Fig. 4(a), (b), (c)). 반대

로, 지중매설관의 하부에 손상이 생기면 관을 통과하는 

유체가 관의 하부로 유출되어 주변 지반의 지지력의 

감소로 이어져 지반함몰이 발생된다(Fig. 4(d), (e), (f)).

지중매설관의 불량, 손상의 원인으로 시공 시의 

부주의가 가장 많다. 시공 시의 부주의는 매설관 이음

새의 연결불량, 매설토의 다짐부족, 기타 공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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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4. Schematic drawing of ground settlement processes (Ryu, 2014).

Fig. 5. Damage to the sewer joint (Ku et al., 2015)

파괴 등이 대표적이다(Fig. 5).

시공 시의 부주의 외에 지중매설관 손상의 원인을 

지반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첫 번째로, 지중매설관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수직 토압에 의해 관의 상부와 측면부가 하중의 영향

을 많이 받아, 상부는 아래로 측면부는 바깥으로 변위

가 발생되어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중 재하

지점 ± 45° 위치에서 축력이 가장 크고 관거가 취약하

다(Choi et al., 2009). 연성관에서는 관 상부의 하중과 

관의 탄성계수(관의 강성)의 관계를 통해 관의 변형을 

구할 수 있다. 연성관에 작용하는 응력은 관의 폭 

전체에 균등하게 작용하는 연직토압, 기초의 폭 전체

에 균등하게 작용하는 연직반력, 관의 중간에서 100°

까지 호를 이뤄 분포하는 수평토압의 세 가지로 나누

어진다(Fig. 6, Spangler, 1951; Lee et al., 2006b). 

두 번째로, 연약지반에서 관의 부등침하가 일어나

는 경우이다. 관의 부등침하는 매설관의 손상을 일으

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특히, 연약지반에서 영향이 

매우 크다. 관이 휘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반 전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관의 원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지중매설관의 파손확률은 매설깊이와 내압의 

크기에 비례하며, 관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 더 커진다

(Lee et al., 2004).

마지막으로, 지중매설관 중에서 상하수도관의 부

식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는 경우로, 하수가 

흐르는 강성관(콘크리트 관)에서의 황화수소에 의한 

부식과 상수가 흐르는 금속관에서의 전류, 이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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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earth pressure around the flexible pipe (Spangler, 1951).

Fig. 7. Corrosion of concrete sewer pipes (Ku et al., 2015)

한 부식으로 나누어진다. 황화수소에 의한 부식은 관 

속을 흐르는 하수 중 단백질이나 유화물이 분해되어 

생성된 황화수소가 관의 상부에서 물방울과 반응하여 

생성된 황산에 의해 일어난다. 발생된 황산은 콘크리

트에 함유된 철(Fe), 알루미늄(Al), 칼슘(Ca) 등과 반

응하여 황산염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콘크리트 관

의 부식이 발생된다(Fig. 7). 특히, 물이 고여있는 관의 

상부와 물이 벽을 따라 흘러내려 오수와 섞이는 관의 

측면부가 부식이 심하게 발생된다(Song et al., 2006). 

상수가 흐르는 금속관에서 발생되는 부식은 전식과 

자연부식이 있다. 전식은 철도의 누설전류나 방식전

류에 의해 생기는 부식이고, 자연부식은 토양 내 폐수, 

염분, 석탄재 등의 이온입자들의 작용으로 인해 생기

는 부식이다(Hyun, 2010). 

대표적인 지중매설관의 손상 원인을 살펴보았지만, 

관의 손상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4. 터널 굴착 시 지하수 흐름에 대한 
기존 기술 현황

2014년 상반기, 서울시 도시 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에서 서울시 지하철, 건축물, 전력구와 통신구의 지하

수 유출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동안 총 166,418톤의 

지하수가 유출되며, 지하철 터널에서 108,965톤, 건축

물에서 32,675톤, 전력구에서 16,776톤 그리고 통신

구에서 8,002톤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하수 이용시설과 지하수 이용량은 각각 연평균 

5.1%, 2.6%씩 증가하고 있다. 매년 강수량은 줄어들

고 있으나, 유출 지하수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에 유출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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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Seoul Water Management Policy Dept., 2014). 

과다한 지하수 이용과 지하수 흐름의 교란은 지반함

몰과 지중 공동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대규모 

공사 중 발생하는 과다한 유출 지하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지하수 유출 및 지하수위 관리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공사 중 하나인 터널 굴착은 과잉 양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과 지하수 고갈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터널로 유출되는 지하

수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지하수 관련 

법령에서는 굴착 시 지하수 유출에 관하여 직접적으

로 언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터널 굴착 시 지하수 

유출은 불가피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에 지하수가 주 용수공급원인 

농업지구가 있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지하수법은 굴착 시 유

출되는 지하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

며, 지하수법 제 9조 2항에서는 터널 1개소, 지하철 

역사 1개소에서 1일 850 m
3
/일 이상의 지하수 유출이 

있을 경우엔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을 시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Kang, 2009).

지하수 유출 예측을 위해 지하수의 유입량이나 굴

착시의 지하수위 하강 산정 모델링과 지질공학적 접

근으로 연구가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MODFL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적으로 지하수 유출 예측

이 가능하게 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MODFLOW 프로그램은 유체를 온도와 밀도가 일정

한 층상흐름으로 가정하여, 수두값이 시간 종속적인 

대수층내 지하수 저류량의 변화, 지하수 유동속도 그

리고 유동방향의 계산이 가능하다(Lee et al., 2009). 

일례로, 터널 굴착 시 지하수위는 일시적으로 하강하

였다가 완공된 후에 초기의 수위로 돌아오지만, 지하

수를 주 용수 공급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회복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통 방수시공 직후에 지하수위가 빠른 속도로 회복

되며, 회복속도는 터널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빠르다. 

하지만 지하수위 회복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대수층의 위치 및 특성이므로 정확한 현장 시추

조사와 지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Kang, 2009).

5. 지중매설관 손상 방지를 위한 기존 
기술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반함몰 발생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발생원인은 지중매설관의 

손상이다. 지중매설관 손상의 원인은 (1) 관의 상부가 

오랜 기간 동안 토압에 노출되어 관이 손상되는 경우, 

(2) 연약지반에서의 지반침하로 인해 관이 불균등하

게 침하되는 경우 그리고 (3) 관의 부식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토압과 연약지반에서의 부등침하로 인한 관거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관거의 두께를 늘려 관의 강성

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관거의 두께를 

늘리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경

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거의 두께를 늘리지 않으

면서 토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지중매설관의 설치과정을 살펴보면, 설치하려는 

위치에 적절한 깊이까지 굴착 후, 굴착면을 정리하고 

모래 혹은 콘크리트로 기초를 설치한 후 관을 기초 

위에 올린다. 관이 기초 위에 올려지면 굴착된 여유 

공간을 흙으로 뒷채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지중매설관에 작용하는 토압

은 관 하부의 기초와 관 주변을 둘러싼 뒷채움재의 

종류, 강도, 그리고 다짐 정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그 중 다짐 정도는 시공 과정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

 본 장에서는 관 하부의 기초와 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뒷채움재와 관 상부에 위치한 흙을 교체함으로

써 관에 가해지는 토압 뿐만 아니라, 연약지반에서 

발생되는 관거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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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 주변에서의 토압 감소 

뒷채움재와 관 상부에 위치한 지반을 두 가지 방법

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한 가지는 관의 상부 지반을 

더 큰 강도를 지니게 하여 관의 안정성을 꾀하는 경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압축성이 있는 재료를 설치

하여 토압의 완충을 통해 관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또한, 관의 상부 흙을 경량화하는 방법도 있다.

5.1.1 유동성 채움재(CLSM) 

유동성 채움재(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란 흙, 플라이애쉬, 물, 시멘트를 혼합하여 만

든 유동성, 강도조절 등의 특성을 가지는 지반공학적 

재료로, 저강도 콘크리트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유동성 뒷채움재는 타설된 직후 유동성에 의해 빈 

공간으로 주입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하

여 목표 강도를 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시공자가 직접 흙으로 뒷채움하는 것보다 큰 

효율을 보이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

유동성 채움재의 초기 유동성은 매설관과의 일체화

를 이루어, 두께가 매우 큰 하나의 관거와 같이 거동하

여 표토가 감소되기 때문에 상재하중이 줄어든 효과

를 보이며, 관에 작용하는 수평, 수직 토압이 저감된다. 

결과적으로 관의 단면강도가 증가한다. 일반 모래로 

뒷채움 한 경우와 비교할 때, 방식사 CLSM을 사용한 

경우에 토압이 98.4% 이상 저감되었고, 현장발생토사 

CLSM을 사용한 경우 토압이 96.9% 이상 저감되는 

결과가 나타났다(Park et al., 2004).

유동성 채움재의 본래의 효과(유동성, 하중저감 등) 

이외에도 기존의 채움재인 모래를 사용하였을 경우보

다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일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모래의 가격과 외부에서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

이 관 매설 공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현장발생토

사를 재활용한 유동성 채움재를 사용하면 토압 저감

의 효과뿐만 아니라, 잔토 처리비용의 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Lee et al., 2006b). 이외에도 산업부산물

인 폐주물사와 플라이애쉬를 재활용한 유동성 채움재

(Cho et al., 2002), 산업 폐기물인 매립석탄회를 재활

용한 유동성 채움재(Chae et al., 2014) 등 다양한 산업

부산물의 재활용이 연구되고 있다.

5.1.2 압축재 포설 

압축재를 관의 상부에 포설할 경우 압축재의 변형

특성을 이용하여 관의 상부하중을 완충할 수 있다. 

압축재의 완충능력으로 아칭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부에 위치한 관에 가해지는 상부하중을 저감시킨

다. 기본적인 압축재료로는 점토, 이토, 지푸라기 등의 

자연재료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재료를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품질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Kim 

et al., 2003).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장재, 

단열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을 이용하는 EPS (Expanded 

Poly Styrene) 방법이 제시되었다. 스티로폼은 자연재

료와는 달리 규격에 맞게 제조할 수 있고 쉽게 유실되

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EPS는 블록형태로 

사용되며, 블록의 개수와 블록 사이의 간격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연성관거가 기존의 방식으로 매설되었

을 경우와 비교할 때, EPS블록이 관의 직경만큼의 

포설폭을 갖고 하나만 포설된 경우에는 63%의 하중이 

저감되고, 이중 포설된 경우에는 하중이 71% 가량 

저감된다(Kim et al., 2003).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EPS 방법뿐만 아니라, 

폐타이어 조각이나 도시 쓰레기를 가공하여 압축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인 모래에 비해 저렴

한 가격에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5.1.3 경량성토공법 

경량성토공법이란 상부에 위치한 흙 자체의 하중을 

감소시켜 하부에 매설된 구조물 등을 보호하는 방법

이다(Lee et al., 2006a). 지반굴착으로 생긴 잔토에 

경량물질인 경량토사, 경량폐기물 등을 섞어 흙의 밀

도를 줄이게 된다. 즉, 하중의 작용을 줄이는 것이 

아닌 하중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경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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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재료로는 앞서 언급한 EPS가 사용된다. 압축재로 

사용되는 EPS는 블록형태로 포설되지만, 경량성토공

법에 사용되는 EPS는 보다 작은 형태로 파쇄하여 

흙, 시멘트와 배합하여 사용된다. 일반적인 화강풍화

토와 인산석고를 7 : 3의 비율로 혼합할 경우 건조단위

중량이 9% 감소하지만, EPS를 0.2% 혼합하게 되면 

건조단위중량이 추가로 10% 감소하게 된다(Kim et 

al., 2009). 또한, 경량성토재는 일반적인 화강풍화토

에 비해 2배의 지지력을 보이며 두께가 증가할수록 

지지력이 증가하고, 연약지반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Lee et al., 2006a). 하지만 EPS의 비율이 커질수록 

지지력은 감소하게 된다.

5.2 관 주변에서의 지지력 증대 

5.2.1 지반보강용 실리카졸 용액 주입 

주입재를 이용해 지반을 경화시켜 지지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주로 연약지반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지반

의 경화를 통해 전반적인 안정화를 일으켜 지반함몰

로부터 지중매설관을 보호한다. 지반의 투수율을 낮

추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하수에 노출될 경

우 내구성이 낮아진다(Kim et al., 2010; Chun et al., 

1996). 최근에는 실리카졸 용액을 이용하여 토양 입자

들을 고분자성 구조로 연결하여 보다 높은 차수능력

으로 흙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연구와 실리카졸 

용액을 일반적인 포틀랜드 시멘트가 아닌 고로 슬래

그 시멘트와 사용하여 투수계수를 낮춰 알칼리 성분

의 용탈현상을 감소시키는 친환경적인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Cho et al., 2011).

5.2.2 매설관 보강용 지오그리드 

지오그리드는 토목섬유 중 하나로 폴리아미드, 폴

리에스터, 폴리에스틸렌 등을 이용한 합성섬유이다. 

주로 지반보강에 많이 사용되며, 기존의 수지 네트와 

비교하여 강성이 높고, 그물망 형태로 원형을 유지하

려는 특성 때문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Kim et 

al., 2014). EPS 블록과 지오그리드를 함께 포설하는 

경우에는 EPS 블록에 의한 아칭효과와 지오그리드에 

의한 전단력의 작용이 반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의 효과를 상쇄시키게 된다(Kim et al., 2002).

5.3 부식방지 

하수가 흐르는 강성관(콘크리트 관)에서의 황화수

소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콘크리트 표

면에 PVC (Poly Vinyl Chloride) 또는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시트를 부착시키는 방법, 폴리

우레탄 또는 에폭시 등을 콘크리트 표면에 코팅하는 

방법, 부식에 강한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법, 

환기시설의 설치 빈도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하수 

이동 시에 미리 화학약품을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Moon et al., 2014).

상수가 흐르는 금속관에서 전식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관에서 흐르는 전류와 반대의 

전하를 띠는 전압을 걸어주는 방법, 전류를 다른 곳으

로 흘려 피해를 막는 방법 그리고 표준 단극 전위가 

낮은 금속을 설치하여 방식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 

있다(Hyun, 2010).

6. 결 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심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함몰 현상의 원인, 현황, 예방에 대해 지반공학적

인 관점으로 조명하였다. 국내 발생된 지반함몰은 대

부분 굴착 공사와 지중매설관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굴착 시 지반함몰 사례를 살펴보면, 개착식 

굴착 시공시, 불완전한 차수벽으로 인한 지하수와 모

래의 과다 유출에 의한 메커니즘과, 비개착 굴착 시공

시, 충적층과 같은 연약지반에서의 뒷채움재 불완전 

주입으로 인한 과다 굴착 토사량 발생과 같은 메커니

즘에 의해 지반함몰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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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드TBM공사시, TBM굴진을 멈춘 지역에서 

대규모 지반함몰이 발생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따라서, 대규모 굴착 시의 지하수의 유동 및 유출량과 

함께, 토립자 유실을 모니터링하고 지반함몰 발생을 

예측하여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를 위해서는, 토사의 침식, 토립자 유실 그리고 토사의 

이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로, 지중매설관의 손상으로 인한 지반함몰 메

커니즘을 살펴보면, 관거의 손상은 물의 흐름을 유발

시켜 토립자 유실을 발생하고, 이로 인해 관거 상하부 

지반의 지지력을 감소시겨, 결국 지반함몰을 발생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매설관 중 상하수도관은 

약 50년의 수명을 목표로 설계된다. 하지만 현재 설치

된 지 15-20년 밖에 되지 않은 상하수도관의 노후에 

의한 손상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발생된 

지중매설관 손상의 현황 조사에서는, 시공 시의 부주

의, 노후화, 토압, 연약지반에서의 관의 부등침하 등이 

지중매설관 손상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중매

설관의 손상으로 발생된 지반함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반공학적인 방안으로, 유동성 채움재, 압축재 

포설, 경량성토공법과 같이 관 주변의 토압을 감소시

키는 방법과, 실리카졸 약액 주입 및 지오그리드 매설

을 통해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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